
카자흐스탄의 카스피해 광구

개발 기업들의 CSR 고찰:
 기후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를 중심으로*1) 

이경완 2)

본고는 카스피해 연안의 자원부국들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 내의 카스피해 

북부 지역에 위치하는 해상 및 육상 광구들의 환경안보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와 환경오염을 파악하고, 광구 개발 기업들의 이에 대한 위기관리체제를 규명

하며, 카자흐스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고찰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궁극적으로는 이 작업을 통하여 에너지 개발 부문에서 위기관리체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카스피해 연안 자원부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

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들은 1990년대에 신흥 에너지 공급국으로 전 세

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현재는 페르시아만 유역만큼의 자원 보고는 아닌 것으

로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의 에너지 매장량은 세계 에너지 공급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이에 따라 현재 대대적으로 자원개

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IEA 2010:10-11). 
그러나 환경 측면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는 현재 심각한 환경오염과 수자원 

부족 문제와 함께 기후변화에 직면하고 있어서 에너지 산업의 안전성이 낮아

지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대형 광구가 소재하는 카스피해 

해상과 육상 지역은 고질적인 환경오염 문제로 생태계의 적응력이 한계를 초

과한 것으로 추정되고(TC 2011:3) 대대적인 에너지 개발 사업이 지속될 경우 

* 본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1년 중앙아시아 심층연구논문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본 논문의 초고는 2011년 9월 24일(토) 개최된 공동
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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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심각해진 기후 및 환경 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위

기 요인들에 대해 중앙아시아 국가 정부들과 서구 및 현지 에너지기업들의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고 나름 제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제로

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1991년 독립 이래 동 지역 국가들 가운데 가장 에너

지 자원이 풍부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한 때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나(조영관 외 

2009:140-146), 2000년대 하반기에 정부가 기업들의 환경규정 위반을 자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투자매력도가 약화되었다(윤성학 외 

2010:36-39). 사실 카자흐스탄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에너지 프로젝트 개

발 기업들에게 환경조항 위반을 근거로 벌금형을 물리거나 운영권을 박탈하는 

데에는, 자국의 경제정치적인 이득의 극대화 욕구 이외에 환경 위기요인들이 

심화되는 현실에 자구책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외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정부의 자의적이고 자기방어적인 표적 수사의 동기

를 깊이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 가장 확실한 대

응방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의 충

실한 이행인 것으로 판단된다.1) 
유럽, 미국, 일본 등은 19세기 후반 식민지 쟁탈기 이래로 포스트소비에

트 시기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자원에 관심

을 갖고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학문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다. 소비

에트 해체 이후 이 국가들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서구에 우호적

인 자원부국들에 먼저 진출하여 에너지사업을 거의 선점하였다. 그 국가

의 정부들은 기후변화가 국제적인 위기요인으로 부상한 2000년대 후반에 저

탄소 경제성장 전략을 제시하면서 세계 기후변화 체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

1) CSR 전략은 199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체제가 확산되면서 경제 부문
이 정부의 공익사업을 일부 분담하게 된 결과 자연스럽게 형성된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국적 기업을 위시하여 기업들이 인권 유린, 기후조건 및 생
태계 파괴를 일삼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그에 대한 이미
지관리 차원에서 수행되기 시작한 면도 있다. CSR 개념은 아직 발전 단계에 있
으며 상호 대립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제시되어 단순화하기 어렵우나 대체로 경
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현재 기업들의 일반적인 CSR 
활동은 친환경도색으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탈근대적인 CSR 모
델들이 제안되고 있다(Yakovleva 2005:58-72; 이경완 2011:67-68). 



들 정부들은 환경 문제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임을 인

식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아젠다에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포함시키고 있다.2) 그러나 국제적인 기후변화 체제인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체제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한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표류하면서(IEA 2010:11-13) 카자흐스탄의 기후변화 관리체제도 

전면적으로 작동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제기구 차원에서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관리가 미

온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외국 에너지기업들은 환

경파괴적인 에너지 생산활동을 시행하다가 2007년부터 카자흐스탄 정부의 

규제를 받으면서 그 돌파구로서 CSR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

나 그 효과는 기대 이하이다. 
이런 현실인식을 토대로 본고는 카자흐스탄의 카스피해 북부 지역에 있는 

에너지 광구들이 안고 있는 기후 및 환경 위기를 규명하고 적합한 위기관리체

제를 기업의 CSR 중심으로 파악하고 CSR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유관 기관들과 기업들이 발

표한 공식 자료를 토대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현상, 
그리고 그 지역에 소재하는 해상 및 육상 광구와 기후 및 환경 조건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로 한다.3) 특히 그 지역에 소재하는 카샤간(Kashagan) 해

2) 중앙아시아 전체와 특히 카스피해 유역의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한 학술
연구와 정책 제안이 가장 활발한 기구는 EU인 것으로 보인다. EU는 카스피해 
유역은 물론 카샤간 광구에 대한 환경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고, 카스피해 유
역 5개국(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이 카스피
해 유역의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테헤란 협약(Teheran Convention)을 지원하며, 
저탄소 개발 프로젝트를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왔다. EU
는 물론 일본, 미국 등도 국제적인 기후변화 체제의 헤게모니를 선점하기 위
한 경쟁에 참여하고 그 결과 선진국과 비선진국 간에 새로운 종속관계가 형성
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안영철 2011:245-257; 윤순진 2008:144-163).

3) 본고에서는 카스피해 유역에서의 기후변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UN 산하기관
인 유엔개발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유엔환경프
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유럽부흥개발은행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세계은행(World Band, 
WB), 미국 에너지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등 이 부문에서 권위
를 인정받는 국제기구, 정부 기관, 연구소 들에서 발표한 공식 보고서, BP 등 메



상 광구와 텡기즈(Tengiz) 육상 광구의 자연적인 개발 조건을 고찰해보기로 한

다. 이어 텡기즈와 카샤간 광구의 개발기업들인 Tengizchevroil(TCO)과 NCOC 
(North Caspian Operating Company, 이전 명칭 Agip KCO)의 CSR을 이론과 

실행을 비교하면서 진단하고, TCO의 주축 기업인 Chevron과 아제르바이잔에 

기반을 두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는 BP의 CSR 보고서

도 참조하여 카스피해 유역 광구에 진출한 기업들의 CSR 활동의 일반적인 특

징을 파악하고 반성하고자 한다. 이어 카자흐스탄 정부의 기후변화 및 환경오

염에 대한 대응 체제를 진단하고 반성하면서, 종합적으로 현재의 위기관리체제

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괄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카스피해 유역의 기후환경을 참조하면, 카스피

해는 남북으로 길이 1,225km, 중간 너비 330km, 해안선 길이 약 7,000km (러
시아 영토의 해안선 길이 6,000km)이다. 수역은 371,000km2, 평균수심은 

187m, 최대 수심은 1,025m이고, 하상 상태와 수역 특징을 기준으로 북부, 중

부, 남부로 구분된다. 카스피해는 여러 기후대에 걸쳐 있는데 북쪽은 대륙성 

기후대에 해당한다. 러시아에서 카스피해 북쪽 지역으로 볼가, 우랄, 엠바 강

이 유입되고 카스피해에서 흘러나가는 강은 없다(Aladin and Plotnikov 2004:4; 
Wikipedia; Avantour). 

또한 카스피해는 수심, 면적, 수량의 변동이 큰 편이며,4) 겨울에는 카스피

이저 기업의 사업 보고서, 카자흐스탄 연구자들이 발표한 카스피해 유역 환경 문
제에 대한 자료들, 국내 연구기관들이 발간한 정책 보고서, 국내외 언론 기사, 
NGO 발간 자료, 기타 인터넷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4) 북부 유역의 수심은 자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알라딘과 플로트니코프에 
따르면, 북부 유역의 평균 수심 6m, 가장 깊은 곳의 수심도 10m를 넘지 않으
며, 면적은 전체 면적의 29%이고, 그 면적의 약 20%는 수심이 1m도 되지 않는
다. 추가로 카스피해 전체 수량 77,000km3에서 북부 유역의 총 수량은 평균 
900km3이며, 면적은 92,750km2에서 126,596km2를 오가며 염도도 0.5gr/l로 가장 
낮다(Aladin and Plotnikov 2004:4-6). 반면 Avantour에 따르면 북쪽 해역의 수심



해의 북부와 남부 간에 상당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여름에는 거의 동일하다. 
카스피해 지역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무더운 극심한 대륙성기후를 나타

내며 이러한 현상은 북부 지역에서 더 뚜렷하다. 카스피해 북부 유역에서 겨

울철 온도는 –40℃까지 떨어지고 여름에는 40℃까지 상승하며 연평균 기온은 

24-25℃이다. 북부 지역의 계절별 수면 온도도 극심한 연교차를 나타내어서, 
겨울에는 부분적으로 수면이 결빙되는 반면 한여름에는 평균 수면 온도가 2
4℃까지 상승한다. 또한 카스피해 전역에서 해류는 수평적인 흐름과 수직적

인 흐름을 동시에 보이며, 북부 지역 해수면의 흐름은 강의 흐름과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저지대에 풍랑이 일면 해안에서 30km 거리까지 침수되

어 인근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카스피해는 11월에서 3월 사이에 풍랑이 심하고 늦봄과 초여름에 잔잔해진

다. 해저 형태는 주로 대륙붕, 대륙 경사지, 심해 함몰대(shelf, continental 
slope, and bed of deep-water depressions)로 나뉘는데 북부 지역은 수심이 

100m 이하여서 대륙붕에 속한다. 북부 지역 해안가는 저지대이며 경사가 완만

하고 암석 지형이 발달한 곳이 많다. 북부 지역에는 볼가 강 등에서 대량

의 강물이 유입되므로 투명도가 1m 미만이며 삼각주에서 멀어지면 투명도

가 7-8m까지 높아진다(Aladin and Plotnikov 2004:6-8; Urbaniak et al. 2007:7). 
상기한 자연조건을 고려하면서 카스피해 북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현상을 살펴보고, 카샤간과 텡기즈 광구의 자연 조건과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문제를 진단해보기로 한다.

과학적인 연구조사에 따르면 원래 인간이 살기에 척박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는 카스피해 연안 북부 지역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먼저 UNEP, WB가 제공하는 이미지 자료들을 통해 기

후변화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견된다.(그림 1) 

은 약 15-20m이다. 다른 자료들과 비교해볼 때 전자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
각된다.



<그림 1> 카스피해 환경 위기요인들

출처: UNEP, Grida 사이트, 설명 첨가

- 카스피해 북부 지역에서 수면 결빙 지역의 축소
- 볼가 강 유역에서 봄철 해빙의 조기화와 유입되는 하천 유량의 증가
- 아제르바이잔 아락스 강의 유량 감소와 식수 감소 
- 일부 연안 지역의 잦은 수심 변화(Aladin and Plotnikov 2004:15; World  

    Bank 2009:44-46)
- 카스피해 남쪽 내륙의 사막화, 해수면 증발량 증가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카스피해 유역에서 발생하는 상기한 기후변

화 현상들로 인하여 21세기 말경에는 수심이 6m까지 감소하고 그로 인해 

연안의 수산업과 해안가 인프라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World Bank 2009:46). 한편 카스피해 유역에서 발생한 환경 위기 요인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 러시아 산업단지에서 방출되는 유독성 화학물질과 생물학적 오염물질
이 볼가 강을 따라 유입 

- 카스피해 연안 북부에서 북부로 모래바람, 볼가 강 지역의 농토 염화
- 에너지 광구 일대에 산업쓰레기 매립지 형성, 산업오염
- 유전에서 석유 방출, 해수면에 석유막 형성, 수천 헥타르의 토양 오염
- 핵실험, 각종 화학 산업과 우라늄 등의 광업, 대규모 관개 농업, 가정에  

   서 여과 없이 방출되는 쓰레기들로 인한 생태계 파괴



<그림 2> 카스피해 환경 위기요인들 

출처: UNEP Grida 사이트. 매장지명 첨가

특히 볼가 강은 카스피해로의 담수 유입량의 80%를 차지하는데 그 강

을 따라 산업 및 가정용 쓰레기와 폐수가 카스피해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

에 카스피해 유역 북부 지역의 주요 생태계 파괴 요인으로 지적된다. 
향후 카스피해 일대에서 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결합되어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의 생태계, 인구밀집지역, 에너지 및 기타 산업인프라, 여가 시설이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Caspian Environment Programme; KISI 
2010:314-315; World Bank 2009:75, 79). 

 

카자흐스탄의 카스피해 북부 지역에 위치한 가장 대표적인 해상 및 육상 광

구인 카샤간과 텡기즈 광구는 외국 기업들과 카즈무나이가스(KazMunaiGas, 
KMG)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움인 NCOC와 TCO에 의해 각각 개발되고 있

다.(그림 3)
먼저 2012년 말에 상업적 생산이 개시될 예정인 카샤간 광구의 기후조

건을 살펴보면, 동 매장지는 해안가에서 70km 정도 떨어져있고 수심이 3-4m
이며 바로 인근에 있는 악토트(Actote)와 카이란(Kairan) 광구 주변의 수심은 



1-2m이다. 해수는 11월-3월 사이에 결빙되고 얼음 두께는 평균 0.6-0.7m이다. 
얼음, 얕은 수심, 해수면 높이의 잦은 변화로 인해 자연 조건의 변동이 심하

다. 또한 석유층 깊이는 5,000m, 석유층 최대압력은 800bar, 황화수소 함유율

은 16-20%, 부수적인 생산원료는 황이고 사우어 가스(Sour gas) 재투입 방식이 

사용될 예정이다(Urbaniak et al. 2007:7).5) 

<그림 3> 카스피해 북부 지역의 카샤간 및 텡기즈 광구 

              출처: The Oil Drum. 매장지명 첨가

카샤간 광구에서는 2000년에 발견된 이래 석유, 수반가스, 기타 산업 폐기

물들이 적절한 처리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여과, 정화하지 않고 방출되어왔고 

그로 인해 생태계와 지역 사회에 큰 환경 피해를 입혀왔다. 과학자들은 향후 

동 지역에서 석유 개발이 지속되면 지진 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Urbaniak et al. 2007:4-7). 
더불어 텡기즈 광구는 아트이라우(Atyrau) 지방에 속하며 아트이라우 시

에서 남동쪽으로 약 150km 거리에 위치하고, 카샤간 광구보다 규모는 작

으나 같은 지질대에 속하여서 석유층의 깊이는 3,657m, 압력은 550bar, 황

화수소 함유율은 14%에 이른다. 이로 인해 카샤간 광구의 환경오염 문제가 

텡기즈 광구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1993년도에 본격 생산된 텡기즈 광구 인

5) 가스 1입방미터당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H2S) 함유량이 5.7 밀리그램 이상인 천연
가스나 다른 가스들을 사우어 가스라고 부른다(http://en.wikipedia.org/wiki/Sour_gas).



근에서 동식물이 떼죽음을 당했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나서 인근 30km 거리

의 두 마을이 소개되었다(Urbaniak et al. 2007:15). 
전반적으로 카샤간 및 텡기즈 광구에서는 황화수소 함유도가 높은 사우어 

가스와 메르캅탄(mercaptan) 등 다른 독성 오염물질이 방출되어 인근 생태계와 

지역 사회의 환경오염을 악화시키고 카스피해의 생물학적인 죽음을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 광구의 석유에서 추출되는 14-20%에 이르

는 황 성분이 사우어 가스나 메르캅탄 등의 형태로 대량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대책과 사후처리 시스템이 요망된다. 황 성

분이 기체 상태로 방출될 경우 높은 폭발성과 이동성으로 인해 유럽에서 산성

비가 내리는 등 가공할만한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Urbaniak et 
al. 2007:7-16).

두 광구가 기후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마찬가지로 기후 및 환

경이 두 광구의 환경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

된다. 강한 바람, 풍랑, 극심한 기온차 등 인간이 적응하기 어려운 자연조건

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가중될 경우 에너지 산업의 환경안보가 위협받고 

직원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심지어 생명도 위태로와질 것이다. 그런 악조건

을 고려하여 NCOC는 해상 유정에 인공섬을 건설하였으나, 예측 불가능한 위

기가 발생할 경우 어떤 기술과 인간의 대응능력으로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카샤간과 텡기즈의 주요 광구에는 카자흐스탄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KMG

와 서구와 일본의 에너지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Chevron이다. 여기에서는 Chevron의 CSR 
전략과 TCO의 CSR, 카샤간 광구의 개발자인 NCOC의 CSR 방안을 보고

서와 현실을 비교하며 각각 진단해보기로 한다. 이 기업들의 CSR 활동과 

카스피해 연안 에너지개발 사업에서 2006년부터 아제르바이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년 발간한 BP의 CSR 활동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카스피해 

유역의 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CSR 활동의 일반적인 특징을 파



악하고 이를 반성하고자 한다.6) 

Chevron은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외

국 기업으로서 BP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편으로는 

Chevron을 2008년 이래 CSR 부문의 모범기업으로 평가하고 여러 상을 수

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위반을 근거로 TCO에 2007년부터 2010
년까지 벌금을 부과하여 왔다.7) 이 모순된 상황의 원인을 기후 및 환경사

안을 중심으로 진단해보기로 한다.

Chevron의 2008년 기업의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보고서에 따르면

(2008:5) Chevron은 “인적자원, 파트너십, 사업 수행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

6) BP는 아제르바이잔에서의 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2006년부
터 2009년까지 매년 50여장에 걸쳐 발간하면서 에너지 부문에서 CSR 전략의 
모델을 제공해왔다. 특히 BP는 에너지 상류 부문에서 하류 부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환경적 책임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보고서에 세세하게 명
시하므로 다른 에너지기업들의 CSR 전략보다 선도적인 것으로 보인다(이경완･
이성규 2009). 참고로 BP는 아제르바이잔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원개발사
업의 터전을 두고서 2009년까지 텡기즈 광구와 CPC 송유관 사업에 참여하였
다. 현재는 텡기즈, 카샤간 광구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수송로로 거론되고 있는 
BTC 송유관의 운영자이며, 카스피해 남서부 지역의 아제르바이잔 해상 광구인 
Azeri-Chirag-Guneshli(ACG)와 Shah Deniz(SD)의 운영자이기도 하다. Chevron은 
BTC의 8.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서 BP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기도 하다. 
BP의 연례보고서와 CSR 보고서는 다음 자료 참조(BP 2006a, 2006b, 2007a, 
2007b, 2008, 2009).

7) Chevron은 2008년 카자흐스탄 교육 및 과학부로부터 교육 지원 금메달(Gold 
Medal for Patron of Education), 장기적인 안전 투자와 카자흐스탄 투자 이미지
제고에 대하여 최고 투자자 상(Award for Best Investor), 카자흐스탄의 지역 경
제발전에 대한 황금 심장상(Altyn Zhurek(Golden Heart) Award for local business 
development 등을 수여받은 바 있다(Chevron 2008:4). 



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총체성, 신뢰, 다양성, 
창의성, 파트너십, 인간과 환경보호, 질적으로 높은 사업 수행”을 추구하

고 있다. 이에 따라 Chevron은 과거의 운영 체계, 과정, 정책을 종합하여 

기업의 책임 사안으로서 현안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있다. 
그 우선순위는 사회적 책임의 비즈니스에의 지속적인 통합, 이해당사자의 

참여, 기후변화에 대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증진, 친환경 경영,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 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인적

자원 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비한 포괄적인 실행방안을 수

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GHG 방출량 감소, 효율성 증진, 연구 투자, 사업 

기회 추구, 환경보호에 있어서 유연하고 경제적으로 견실한 정책 추진 등

이다(Chevron 2008:3-6). 
Chevron Way를 기초로 텡기즈 광구의 개발업체인 TCO는 운영자인 

Chevron 50%, KMG 20%, ExxonMobil 25%, Lukoil 5%로 구성되어 있으며, 
Chevron Way에 준하여 2010년 여덟 장으로 된 CSR 보고서를 지역 사회

에 대한 사회적 책임 위주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TCO는 

GHG 방출량 감소를 위하여 2009년 수반가스 연소량을 99% 감소시켰다

(TCO 2010:2). 더불어 TCO는 2009년 황화수소 함유율이 높은 사우어 가

스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2007년 정부로

부터 황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서, TCO는 황화수소의 방출 사고의 발생가능성과 황의 실외 저장의 위험

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일축하고, 석유로부터 황화수소를 추출하여 판

매 가능한 황 물질로 가공하는 과정의 안정성,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황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홍보하며 판매를 증진하고자 하고 있다(TCO 
2009:3-16).8) 더불어 TCO 홈페이지에 있는 텡기즈 광구 사업에 대한 자료

8) 황의 안전관리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TCO는 현재 텡기즈 황 저장소에 7백
만 톤 이하의 고품질의 황을 저장하고 있으며, 2009년 황 성분을 4가지 형태
(액체, 분말, 조각, 덩어리)로 320만 톤 생산하고 판로를 탐색하였다. 더불어 
본 광구의 황 저장소에는 캐나다에 있는 유사량의 노천 황 저장소에서보다 관
리체계가 더욱 잘 구축되어 있어서, 유독한 메르캅탄이 전혀 방출되지 않고 
인근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저장소 주변에서도 안전, 건강, 환
경에 미미한 영향만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근에 코샤기(Koschagy) 마을
과 엠바(Emba) 강이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캐나다 저장소의 인근 
마을이 10km거리 떨어져있는 것에 비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입



들에서도 사우어가스와 다른 유독성분을 경제적인 재화로 활용하는 방안

들이 정책이 소개되고 있다. 
TCO의 CSR 보고서와 별도의 황 관련 보고서, 홈페이지의 내용을 종합

하면, TCO는 2007년에 국내외에서 비판받았던 GHG 방출량 문제와 황의 

관리 문제를 일정 정도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되

는 면이 있다.9)   

그러나 TCO의 CSR 활동에서는 몇 가지 문제들이 발견된다. 첫째, 2008
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CSR 보고서에서 2007년까지 자사의 텡기즈 광구 

개발 사업이 황의 허술한 관리와 다른 환경규정의 위반으로 주위 지역 사

회의 인구 보건과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미친 것에 대한 자성의 태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10) 그래서 보고서에는 TCO가 2007년 EU의 연구자들, 
NGO들, 지역 사회 주민들,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허술한 위기관리에 대

해 질타를 받고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한 자성보다는 자기홍보와 비판적

인 의견들에 대한 자기방어의 성격이 강하다. 
둘째, 황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 내용에, EU 보고서에서 자연적인 위기요인

으로 지적된 강한 바람, 극심한 기온차,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이 거의 고

을 가능성도 더 적다.
9) 카자흐스탄의 연평균 수반가스 연소량은 세계은행의 Global Gas Flaring Reduction 

(GGFR)에서 인공위성 관측을 통하여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
지 6.2, 5.5, 5.4, 5.0, 3.8bcm이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1.2bcm이 감소하여 
이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여전
히 이 부문에서 세계 7위이다(GGFR 2011). 

10) 2007년도 EU 보고서에 따르면 TCO는 텡기즈 광구 개발 과정에서 환경규정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100여명의 인명 피해와 동물의 떼죽음, 70km 이내 마을 주
민들이 철수하게 되었다(Urbaniak et al. 2007:14). 그리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
년 10월에 Tengiz 매장지 운영자이자 카자흐스탄의 최대 원유 수출업체인 TCO
에 환경파괴를 이유로 $3.1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그 직후 카자흐스탄 경제 
및 예산계획부는 광물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더 이상 PSA 방식을 도입하지 말 
것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그 이후 매년 정부에 의해 환경위반에 대해 벌금이 부
과되었다. 



려되지 않고 있다. 셋째, TCO는 캐나다의 황 저장소의 단기 방문과 현지 책

임자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텡기즈 광구의 황 저장소의 상대적인 안전성

을 절대적인 안전성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이는 비일상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위기요인들에 대해 TCO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임을 암시한다.
셋째, 실제로 TCO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환경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에너지기업의 CSR을 진

단, 평가하는 국제환경단체인 Crude Accountability는 2010년 미국의 Chevron 
본사에서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에서의 환경오염을 비판하고 TCO를 카자흐스

탄의 최대 오염자라고 비판하였다(Maitanov 2011).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볼 때 TCO의 보고서는 모든 에너지기업들이 해결하

지 못하고 있는 환경문제와 에너지 수익 증대 사이의 딜렘마를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처럼 현실을 미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TCO의 CSR 전략 자

체는 경제적 수익성 이외에 합리성, 도덕성, 인간 존중사상 도 추구하면서 높

은 전문성과 타당성을 내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행 과정에서는 자의적이

고 이중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2007년도에 EU에서 발행한 연구 보고서와 국내외 자료 등을 종합하건대, 
2012-2013년 상업적 생산이 개시될 예정인 카샤간 광구 프로젝트는 자연적, 
기술적, 정치경제적, 사업적, 사회적인 면에서 매우 까다로운 개발조건을 갖

고 있고 그래서 2011년 현재 광구의 개발경비도 $1,870억으로 산정되어 있

다. 해상과 육상이라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카샤간 광구와 매우 유사한 개발

조건을 갖고 있는 텡기즈 광구의 개발경비가 $230억인 것을 고려할 때 거

의 8배나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카샤간 광구의 개발조건이 얼마나 

위기에 취약한지를 반증한다.11)

그러나 카샤간 광구의 이전 개발업체인 Agip KCO는 2007년까지 운영자인 

Eni를 중심으로 앞에서 언급한 카샤간 광구의 기후 및 환경 상의 위기요인들

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탐사, 개발 작업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11) 그래서 카샤간 광구는 세계 석유공급 면에서 “핵심” 광구에서 “상당히 의미 있
는” 광구로 위상이 내려갔다(Campaner and Yenikeyeff 2008:43). 



근거로 악타우 지방의 NGO가 제출한 환경보호 기준들의 무시, 불투명한 재

정 관리와 사업 정보의 비공개 등을 들 수 있다(Urbaniak et al. 2007:21). 그 

결과 2007년 Agip KCO는 TCO와 마찬가지로 국제기준과 카자흐스탄 법을 

위반하고 황 성분을 부주의하게 저장한 것에 대하여 현지 정부로부터 벌금형

은 물론, 3개월 사업 정지와 운영권 박탈 위협을 받았다(Urbaniak et al,, 
2007:7, 15). 운영자는 현지 정부가 자국의 이익증대를 위해 에너지 제도

를 자의적으로 전용하는 데 좋은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그 이후에도 Eni, KMG, 엑손모빌(ExxonMobil), 토탈(Total), 쉘이 동일하게 

16.81%,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 8.4%, 인펙스(Inpex) 7.55%로 구성되어 

있는 NCOC는(한국 수출입은행 2009:24)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을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자사의 환경파괴적인 개발 방식에 대해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인 차원에서 제기된 비판들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로만 제시되는 CSR 전략은 단순하고 원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카샤간 광구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높은 기대

를 갖기 어렵게 한다. 

KMG를 제외하고는 서구와 일본 기업들인 Chevron, TCO, NCOC의 CSR 
전략과 더불어 BP의 아제르바이잔 CSR 보고서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기

업들의 CSR 전략은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된

다. 긍정성은 합리성, 체계성, 시의성, 풍부한 기술력, 자금력 등이라면, 부

정성은 규범상의 경제중심주의, 과학주의, 서구중심주의와 그로 인한 실행 

단계에서의 이중성, 정치경제적 취약성, 현지 부패 문화에의 동화, Top 
down 방식으로 인한 지역 사회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규정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그 부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

색하기로 한다.

Chevron, TCO, NCOC, 그리고 BP는 경제적 책임을 사회적, 환경적 책임



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경제적 

수익성에 따라 차등화 하여 관리하는 경향을 보였다.12) 즉 서구의 근대적

인 경제체제에 입각하여 인간의 이성과 자본, 기술을 총동원하여 자연위

기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위기요인들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 일례로 Chevron은 경제적 책임 중심의 기후변화에 대응원칙 7가지를 제

시하였다. 그 중 다섯 번째가 “광범위하고 동등한 대우”의 원칙이다. 이는 어

떤 산업 부문이나 기업도 기후변화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떠안아서는 안 된

다는 의미이다(Chevron 2008:14). 즉 Chevron은 자사가 100여 년간 환경파괴

적인 에너지 자원 개발로 환경파괴를 야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

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이는 다른 메이저 기업들도 공유하는 입장이다.13) 
그런 공통의 인식에 따라 이 기업들은 경제적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 수반가스 방출량 감소, 황의 안전관리 등을 도모하는 성향을 뚜렷

이 보였다. 그 결과 수반가스 연소량의 감소와 황의 안전관리에 어느 진

척을 보였으나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위기요인들의 실질적인 완화를 유발

하였는가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여전히 이 기업들은 

CSR 보고서를 발간하는 내내 중앙 정부와 지역 사회, 국내외 NGO들로부

터 환경규정 위반에 대한 비판을 받는 데에서 현실에서의 개선 정도는 미

약하거나 오히려 상황의 악화를 방조하거나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가 에너지기업들의 경제중심주의에 있다는 것은, 이 기업들이 경제성이 

있고 자신의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주변 지역에 전

수할 수 있는 사안들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경제적 수익성이 낮아 보이

12) BP는 2009년 미국 멕시코 만에서의 심해유전 개발 중에 엄청난 환경재앙을 
유발하고서 2010년도의 사업 보고서에 이 유전에서의 석유유출량과 GHG 방
출량을 과학적인 통계의 부족을 이유로 전혀 반영하지 않아서 CSR 제도의 공
신력을 약화시켰다. 이 사고와 보고서에서의 정보 누락은 BP의 환경적, 사회
적 책임의식이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13) 현재 세계 100대 기업들의 CO2 배출량 조사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요구
되는 배출량 감소량과 실제 해당 기업들의 감소량 사이에 39년의 “탄소 캐
즘”(Carbon chasm)이 존재하며, 기업들이 감축 정책의 토대로 삼는 경제적 타
당성과 자연 환경의 자기순환 구조를 토대로 삼는 과학적 타당성 간에는 간극
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Carbon Disclosure Project 2008:10).



는 환경 문제와 환경파괴적인 에너지 개발 기술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침

묵하는 것에서도 입증된다(노희진 외 2009:126). 
그리고 여기에는 세계은행이나 EBRD 등 원조성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적인 

투자 및 지원 기관의 경제중심주의가(World Bank 2009:11-14)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투자기관이 경제, 기술, 자본 중심적인 제

도에 따라 해외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에너지기업과 현지 정부도 유ㆍ가스

전의 탐사, 개발, 생산, 가공, 수송 부문에서 빚어지는 환경 문제들을 같은 관

점에서 바라보고 그럼으로써 산업쓰레기, 폐수 처리, 주민 건강 문제, 지역 사

회의 경제 기반 상실과 삶의 질 저하 등과 같은 사안들에는 충분한 관심을 보

이지 않고 우선순위에 올리지 않는 것이다. 
그 일례로 Chevron은 가스 연소량을 세계은행의 Global Gas Flaring 

Reduction 정책에 준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적 요구라고 해서 가스 연소와 방출의 전면 중

단 결정은 내리지는 않을 것이며, 현재 수반가스를 처리하는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은 기존과 같은 가스 연소라고 공언한 바 있다(Chevron 2008: 
14-16).

수반가스와 황의 처리 문제를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보는 관례에서 벗어나 

인간 생명과 건강,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우선시하면서 경제적인 차원도 동

시에 고려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14) 

카샤간, 텡기즈 광구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 컨소시움과 BP의 경우 현지 

지역 사회의 대다수 주민들과의 돈독한 신뢰 관계 형성보다는 경제적 수익성

을 증대하려는 동기에서 기후 및 환경 문제를 다루었고, 그 결과 카자흐스탄

과 아제르바이잔의 자원민족주의 정책에 대해 무력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

14) 2011년 11월 EBRD와 세계은행의 GGFR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
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석유, 가스 
사업에서 환경기준의 개선을 도모한다고 공표하였다(World Bank 2011). 이 프로그
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각국 정부와 기업, 지역 사회 등) 간의 신뢰
와 협력을 통한 순수한 관계정체성의 형성과 경제적 수익 증대를 동시에 도모하
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각된다. 모든 기업들이 2007년부터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의 발생 전까지 아

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 정부의 자원민족주의 정책에 대해 제도적인 대응책

을 강구하지 않고 순응하고 만 데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서 현지 정부들이 외국의 에너지기업의 환경규정 위반을 지렛대로 활

용하는 데에 현지 지역 사회의 여론이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입장이었다는 것

은 지역 사회가 에너지기업들의 사업 방식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

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들의 CSR 전략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는 NGO와 언

론 매체들의 보고서와 기사들이 어론 매체들의 친정부적인 편향성에마저 일말

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부와 지역 사회의 해외 에너지기

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는 경제적, 정치적인 요인뿐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된 기후 및 환경 위기와 그로 인한 지역 사회의 퇴행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반영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Pipeline 2011).  
카스피해 북부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에너지사업의 자

연적 위기요인들이 전례 없이 악화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이런 인식의 

변화와 위기관리체제의 강화는 더욱 더 시급히 요청된다. 결국 에너지기업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자원민족주의 정책의 일환이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치, 경제, 환경 정책의 종합적인 실패에 대한 희생양 만들기 전

략의 초기 단계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경제중심적인 에너지

사업과 이중적인 CSR 전략이 지역 사회의 비판적인 여론을 자초하고 있는 것

은 아닌지 자신의 경영과 사업 전략을 반성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실질적

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CSR 활동을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Chevron과 BP는 CSR 보고서에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정책에

의 순응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도 사업원칙으로 제시한다

(Chevron 2008:5; BP 2007a:39) 그러나 카자흐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이나 공직

자 비리, 부패와 관료주의가 만연해있는 것을 고려할 때, 상기한 두 원칙은 현

지에서 동시에 실현되기 어렵다. Chevron은 2008년도에 경제 발전, 자유 기업

과 훌륭한 통치를 진작시키는 후보자들과 정치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430
만 이상을 기부하여 카자흐스탄 정치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부패한 정부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 규정 위반으로 



계속 벌금과 운영권 정지 등의 압력에 시달리는 Chevron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향하는 Chevron Way를 충실히 밟고 있다고 보기는 더욱 더 어려

울 것이다.
BP와 Chevron 등 에너지기업들이 자사의 경제활동과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현지 중앙 정부와 국영 에너지기업의 부정부패에 대해 침묵하고 그들의 

정치 문화에 순응한 결과는 에너지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지속가능성가 약화

인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부패하고 불투명한 정치문화가 에너지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보다 올바른 위기관리 방안은 현지 법･제도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지역 사

회의 위기요인들을 충실하게 감독, 관리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 현지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변화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에너지기업은 석유수익을 사회에 효율

적으로 환원하여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CSR 전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CSR은 CEO들의 비전과 의지, 리더십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다. CEO의 의지에 따른 Top down 방식은 전략 수립의 통일성과 기업 조

직 전반에 대한 파급력, 직원과 그 이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력 등의 

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러나 CSR 활동의 주요 대상인 지역 사회의 사회적, 환

경적, 경제적 필요는 물론 비가시적인 삶의 양상들을 동시에 파악하고 그 사

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기초한 Bottom up 방식의 사업이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때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간에 열린 대화와 

협력, 신뢰 형성과 유기적인 CSR 구조의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측면

에서 BP와 Chevron의 중앙아시아 CSR 활동은 지역 사회의 가시적, 비가시적

인 필요를 깊이 고려하고 현지인들의 필요에 맞는 구조를 밑에서부터 형성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15) 

15) CorpWatch(2009.5.26)가 발간한 Chevron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보고서를 참
조하면, Chevron의 CSR 보고서와 실제 활동 간에 명백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Gouldeman은 Chevron은 카자흐스탄의 Tengiz 유전에서 채굴한 



Chevron과 BP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와 세계은행이나 다른 서구 평가기관들이 정한 국제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공언하고, 정작 이 기준이 중앙아시아 현지의 기후변화, 환경오염, 주민 건강 

및 복지 문제 등의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

다. 현지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환경적 위기요인들에 대한 규명과 CSR 활동

이 그 문제들의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는 

보고서로 보건대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CSR 국제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다른 서구 평가기관의 판정, 공청회나 공식적인 질의응답 과정에

서 나오는 의견들, 설문조사 이외에 일대일 면담이나 현지 조사 등은 거의 보

이지 않는다.  

 
Chevron과 BP는 CSR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나 정부의 정치적, 외교적인 노

력 없이 기업의 힘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난제의 해결에 국

가 정부들이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공동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카샤간, 텡기즈 광구에서 불거지는 최대의 환경오염 사안 중 하나인 황 처리 

문제의 경우 현재까지 우선적으로 기업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어서 

TCO의 경우 적극적인 황 판매 전략을 세워서 황의 저장량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그 결과 TCO는 텡기즈 광구에서 2009년 생산한 황의 양의 

145%에 해당하는 320만 톤의 황을 판매하기는 하였으나(TCO 2009:3) 차후 

카자흐스탄의 서부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에너지 광구에서 매년 황이 생산

되고 2012년 이후 카샤간 광구에서 원유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다량의 황이 

추가될 경우 황 생산량의 대부분을 판매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수자원 문

제 역시 카스피해 연안 전체의 수질 오염과 수자원 부족을 고려할 때 기업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황 처리, 수자원 관리, 더불어 수반가스 방출량 감소 등 카자흐스탄 서

석유로 인한 환경파괴와 직원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손상을 방치하였다고 주장
하였다(Gloudeman 2009). 2002년 중앙아시아 경영발전재단의 상임이사인 A. 
Altaliyeva도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서구 기업들이 서구에서는 보다 진지하게 
고려하는 기업 윤리를 자국에서는 무시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
고 환경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Altaliyeva 2003:90-94). 



부 지역의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최대 현안들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 카자흐스탄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가 기업을 

지원하고 철저히 감독 및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카샤간, 텡기즈 광구의 TCO, KPO와 BP는 일자리 창출, 소비 

증대, 기업의 사회적 환원 등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지표를 올려줄 책임이 있기

는 하지만, 현지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지역 사회의 인구보건 문제, 생태

계 문제를 해외 기업들의 CSR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별도의 제도적 지원과 관

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도의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BP의 

CSR 보고서에서 BP는 에너지 상류 부문에서의 폐기물 처리와 오염 문제를 적

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역 사회의 수질 오염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경제중심주의와 현지 정부 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 관행이 같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텡기즈 광구와 카샤간 광구의 개발 여건과 현재까지 TCO와 NCOC가 발간

하거나 인터넷에 올린 CSR 전략을 종합할 때, 두 광구의 개발기업들이 우선

적으로 채워주어야 할 지역 사회의 필요에는 석유로부터 황화수소를 추출하

여 얻은 황 물질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가스 재투입으로 가스 생산량 증

가, 수반가스 활용으로 GHG 방출량 감소, 수자원 관리, 산업 폐기물의 처리

시설 완비, 기타 최신 기술과 설비 도입으로 환경 안보 강화, 생태계 파괴에 

대한 지역 사회에의 경제적 보상과 기타 방식으로의 수익 환원, 에너지 개발

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인근 마을의 소개와 주민들의 새로운 마을

에의 정착 등이다. 이 문제들을 기업이 단독으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카

자흐스탄 정부와 지방 정부,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역할 분담, 자기 역

할의 충실한 이행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기업은 지역의 실

정을 고려한 맞춤형CSR 전략을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태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16) 

16) 세계은행은 기후변화 정책을 최적화(optimization) 사안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
의 발생가능성(contingency)의 사안으로 볼 것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
춤형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World Bank 2009:17, 81).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국제기구, 선진국의 정부와 기업, 연구소들에서 

발표되는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결과와 지역의 실제 상황을 종합

하여 자국 전 영토에 걸쳐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자연재해들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발생 빈도나 피해 규

모가 증대되고 있는 자연재해들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동 정부는 해외 기

관들과 국내 기관 간의 협력연구를 장려하며,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체제에 Annex-I 국가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추정의 근거이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서구에서 도입한 세계화 체제의 틀 내에서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 결과 다른 국가의 정부들처럼 애매모호

하고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17) 
 더불어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인 재생에너지 개발

과 에너지 효율성 및 절약 정책을 에너지 공급 안보의 제고를 위한 에너지 

믹스의 다변화, 탄화수소 자원의 공급 다변화 정책과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행 방안에서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 사이에 완전한 조율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카자흐스탄은 환경파괴적인 석탄의존형 

에너지 구조를 유지하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한다고 밝히는 동시에 저

탄소 개발을 새로운 국정목표로 정하고 기초 기술 개발, 노동력 확충, 충

분한 행정 구조와 제도적 틀의 구축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 

개발에 있어서는 나름의 효과를 보아서 2000-2008년 사이 GDP 성장률은 

두 배였던 반면 GHG 방출량은 61% 증가, GDP의 탄소 집약도는 20.7%이

었다(UNDP 2010:11).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체제전환국 중 탄소집

약도가 세 번째로 높다(UNDP 2010:15).18) 재생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믹스

17) 동 정부는 Annex-I 군에는 가입하였으나 Annex-B 군에는 이제 가입할 준비를 하
고 있으며 코펜하겐 협정에서 자발적인 GHG 방출량 감축기준을 1992년 대비 
15%로 정하였다(UNDP 2010:21-25). 

18) 카자흐스탄에서 GHG 총방출량의 80% 이상이 에너지 부문과 관련이 있고 그 중
에서 연료 연소에서의 방출이 90%, 에너지 개발, 수송, 가공이 약 10%를 차지한다. 
Climate Change Coordination Centre. http://www.climate.kz/eng/?m=html&cid=19.



를 보다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석탄의 청정화와 석탄 소

비 감소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세계화 체제의 틀 내에서 수립된 교토 의정서 체제에 순

응하면서 GHG 방출량의 감소와 경제적 수익 증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동기는 

역시 경제적 수익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이며, 이것이 카자흐스탄의 기후변

화 및 환경오염에 대한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카샤간과 

텡기즈 광구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 이중적이고 반

응을 보이는 데에는 경제적 수익 증대를 환경보호보다 우선시하는 심리가 작

용하는 것이다. 이 기업들이 UNDP, EBRD, WB, GEF(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등 환경 친화적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GHG 방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2007년 이전까지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도, 카샤간 광구개

발 시기가 연장되고 개발비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환경조항 위반을 명목으로 

벌금형을 부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생산개시를 지시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경제적 수익 증대를 위해서인 것이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나 지역 사회, 환경 NGO의 지속적인 청원으로 에너

지기업들의 환경기준 위반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때에도 벌금과 운영권 

박탈을 형으로 매길 뿐, 다른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들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가능한 한 외국기업들의 CSR 활동에 의지하려고 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중심적인 세계화 체제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자국의 근간 산업인 에너지 

부문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이다(Perelet 
2008:8). 그러다가 최근 지역 사회의 불만이 심화되자 외국 기업들에게 매년 

벌금형을 선고하고 정부는 환경위기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CorpWatch 2009:35).  
다른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국의 영토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의 일차적, 이차적인 위기요인들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데에는 부

패와 관료주의, 정실인사, 에너지사업 독점 등 국내의 정치경제적인 위기요인

들이 동시에 작용한다(Campaner and Yenikeyeff 2008:21-27). 



결국 카자흐스탄 정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경제중심주의에 

의해, 자국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에 의해, 그리고 각 정책 결정자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자국의 에너지산업의 취약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

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못해왔다고 판단된다.  

카자흐스탄의 카스피해 북부 유역에 있는 에너지 광구 개발 사업들은 

악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기업과 정부의 허술한 위기관리체

제에 노출되어 있고, 역으로 광구 개발로 인해 황화수소와 메르탄갑 등 

유독성 가스의 갑작스런 방출로 인한 자연재앙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카샤간 광구와 텡기즈 광구의 경우, 원래의 열악한 기후조건에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이 부가되어 두 광구는 주위 지역 사회와 생태계를 위협

하는 동시에 외부의 환경적 위기요인들에 아직도 많이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카샤간 광구의 개발업체인 NCOC와 텡기즈 광구의 개발업체

인 TCO, 그리고 BP의 CSR 보고서와 실제 활동을 비교, 검토해보면, 이 기업

들의 CSR 전략 자체는 높은 합리성, 윤리성, 인도주의, 전문성을 지니지만 경

제중심주의로 인하여 좋은 전략을 이중적이고 모호한 방식으로 이행하여 기업 

이미지는 물론 CSR 개념에 평판 역시 실추시킨다. 그 결과 기업들의 기후변

화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한 실제 위기관리 능력은 보고서에서 암시되는 만큼 

크지 않으며, 카자흐스탄 정부의 경제중심적이고 자기방어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응도 미진하다.  
이 에너지기업들과 카자흐스탄 정부는 공동의 경제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이

중성과 모호성을 보이며, 이는 현재 표류하고 있는 교토 체제의 이중성과 모

호성과 상응한다. 선진국들과 메이저 기업들이 교토 체제를 통해 자신들의 경

제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외면하

는 것에 대해 비선진국들 역시 동일한 욕망에 의해 기후변화를 경제성장의 수

단으로 간주하고 자국의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선진국들

이 기후변화 체제를 선점하기 위해 헤게모니 경쟁을 벌일 때 비선진국들은 자

국의 기후변화 문제를 선진국들이 제시하는 체제에 따라 해결하려는 서구추종



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 모든 각국의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은 집단적인 모방욕망에서 탈피하

여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해결에 효과적인 새로운 인식틀과 협력체제를 모

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 모색의 주축은 기업보다는 국가 정부가 될 

수 있으며, 국제기구는 거시적인 제도 수립에 있어서는 국가 정부와 기업에 

지대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별 국가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정

책까지는 다루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 역시 교토체제의 기능 

마비와 에너지기업의 경제중심적인 CSR 관행에서 탈피하여 자국의 모든 위

기 요인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위기관리체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기후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인 차원에서 대안적인 접근법들을 모색하고 법제화하여 전 사회의 

모든 영역에 이를 반영할 의무와 능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카자

흐스탄 정부는 학제간 연구와 관･산･연 협력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위기대응능

력이 강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그런 인적 자원의 위기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정부 주도 하에 수행될 관･산･학 프로젝트에서는 

지역 사회의 정치, 경제뿐 아니라 주민들의 집단적 무의식의 기저를 이루는 종

교, 문화, 예술 구조 등을 반성적으로 고찰하여 대안적인 정체성과 사회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앙 정부-지방 정부-에너지기업 간에 공동의 위

기관리체제를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 카샤간과 텡기즈 광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도 카자흐스탄 정부는 NCOC와 TCO뿐 아니라, 지방 정부, 지

자체, 국제기구, NGO,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진작시킬 것이 요구

된다.  
외국 에너지기업들은 카자스흐스탄의 중앙 정부, 지역 정부, 현지 에너지기

업, 지역 사회, 그리고 국제기구와 국내외 NGOs 등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보

편적이면서도 특수한 대안적인 CSR 모델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이 때 지역 주민들에게 에너지사업이 수반하는 다양한 위기요인들을 공개

하고 심층 논의를 통해 포괄적인 위기관리 전략을 추진하고, 현지 주민들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보다 맞춤형 CSR 모델을 만들어가며, 이미 

알려진 위기요인들에 너무 취약한 에너지사업은 추진을 전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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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on on CSRs of Companies at Energy Blocks on 
Caspian Sea: Centering on Risk Management on Climate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is paper aims to diagnose interaction of energy projects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in the northern part of Caspian Sea in Kazakhstan 
and reflect on CSR implemented by two international consortiums, NCOC and 
TCO at Kashagan and Tengiz respectively, additionally referring to Chevron’s 
CSR in the world and BP’s CSR in Azerbaijan. Then it intends to reflect on 
governmental policies to tackle environmental risk factors in energy sector 
and suggest ideas for better risk management at energy blocks in Kazakhstan.

Continental climate and geological conditions of offshore Kashagan and 
onshore Tengiz blocks in the Northern part of Caspian Sea are too severe for 
NCOP and TCO to overcome, and the conditions will be aggravated by 
intensifying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ollutions. The international 
consortiums of the two super-mega projects have not paid sufficient attention 
to their negative impact on ecosystem and local communities adjacent to the 
projects such as emission of sour gas and other toxic gases like mercaptan, 
GHG emission, water pollution and lack in water, etc. Consequently diverse 
climate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may in turn threaten the environmental 
security of the energy projects.  

NCOC and TCO have been punished by Kazakhstan government for their 
chronic viol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since 2007. The resource 
nationalism policy taken by Kazakhstan government may reflect partially the 
government’s intensifying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energy industry. Even if energy companies in Kazakhstan have 
published considerably rational and viable CSR reports since 2008, con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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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management system to gas flaring, sour gas emission, water pollution, 
still their CSRs and Chevron’s and BP’s CSRs do not make big difference in 
reality. The reason may lie in the companies’ opportunistic and dual practices 
of CSR strategies, based on economist principle, which result in the 
companies’ highly vulnerability to climate and environmental, geopolitical and 
economic risk factors such as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degradation, 
national government’s resource nationalist policy and prevalent corruption in 
local societies. Their economy-centered and Western-centric CSRs should be 
transformed into alternative CSR models both universal and tailored to local 
conditions, especially to fulfil local people’s basic need. 

Kazakhstan government, as a national government with the biggest potential to 
play the role of leader in risky society, is required to guide energy companies 
and the whole nation to the way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establishing joint 
project with governmental, corporate and civil stakeholders and searching for 
alternative risk management and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ystems.


